2020년 전라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

2. 지원 안내
○ 지원 자격
가. 모집 분야별 지원 자격

디지털 대전환이 가속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일상생활 소 불편을 감수하는 차원을
넘어 사회․경제적 기회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.

구분

더 나아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개인의 디지털 역량이 이제는 생존의 문제까지도 이어
역할

지고 있습니다.
이에 따라 국민 누구나 디지털 세상에 참여하여 디지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디지털
역량 교육사업을 추진합니다.
9월부터 본격 추진 예정인 디지털 역량 교육에 참여할 강사 및 서포터즈를 모집하오니
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자격
요건
공통

◁ 아

래 ▷

디지털 강사

디지털 서포터즈

- 교육 코디네이터, 교육 시행 등
- 교육생 디지털 역량 수준 파악, 교육
과정 설계‧디지털 진로 컨설팅 등
- 교안 개발 및 교육생 학습 관리 등

- 교육 보조
- 교육센터 방문자를 대상으로 디지털 이용
관련 애로사항 해결 (디지털 헬프데스크 운영)
※ 필요시 방문 상담 병행

· 아래 1개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

· 아래 1개 이상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

- 전문대학 이상 IT관련학과 졸업자 이상
- IT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제자격증 소지한 자
- 정보화교육(보조강사) 관련 경력 2년 이상인 자

- 고등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 소지자로 ICT
기본 활용소양을 갖춘 자(전공 무관)
- 전문 강사 보조가 가능한 디지털 역량 보유자

· 디지털 강사·서포터즈 강사 채용시 신원조회 등 검증 예정

※ 양성교육

1. 모집 개요

강사 : 40시간, 서포터즈 : 20시간(최소) 이상의 양성교육을 실시 예정

○ 대상 및 인원: 도내 대학생 및 일반인 00명
나. 양성교육과정 예시

※ 자세한 사항은 지원 안내 참고

○ 모집기간: ‘20. 8. 24.(월) ~ 모집 마감시 종료
○ 계약기간: ‘20. 9. 01.(화) ~ ’21. 1. 31.(일) (계약일정에 따라 상이)
○ 활동내용: SOC센터 및 이동형 센터 출근 및 교육 운영
- (교육내용) 도내 정보화 격차 어르신 대상의 디지털 기초 교육 및 디지털 생활교육
- (SOC센터 지원) 사업장 별로 강사와 서포터즈를 2인 1조로 파견

교육과정

디지털 강사

오리엔테이션

· 디지털 역량센터 소개(강사·서포터즈의 역할포함)
· 디지털 역량교육 진도관리를 위한 시스템 활용법

디지털 안전망 교육

·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 방안 등 안전관리 교육

교육과정설계

· 수요자 맞춤형 교육을 위한 양성과정
· 학습주제 선정, 현장 눈높이 교육 방법 등

강사교수법

- (근무조건) 센터별로 강사2인과 서포터즈 2인이 돌아가면서 상주
※ (고정형) 강사․서포터즈는 개인별 월 70시간을 상주하며 60시간 교육시행

기본소양교육

※ (이동형) 강사․서포터즈는 개인별 도시지역은 최소 50시간, 도서산간지역은
ICT활용 실습교육

최소 31시간 교육시행

· 교육대상별 효과적인 교육 접근 방법
· 실생활 중심의 디지털 활용역량을 높이기 위한
디지털 종합역량교육(활용‧소양‧예방·참여)
· AI 등 신기술에 대한 소양 교육
· 온라인 수업도구 등 활용 교육

○ 활동 절차
양성교육

고용계약

교육운영

결과 공유

(On-Line)

(On/Off-Line)

(On/Off-Line)

(On/Off-Line)

∘개인별 고용개약
∘파견 SOC공지

∘SOC별 교육운영

∘(강사)40시간
∘(서포터즈)20시간

∘활동 결과 송부
(1회/월)

3. 신청 및 문의
○ 2020년 전라남도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운영사무국
- 전화 : 02-478-7721
- E-mail : jeonnam.digitaledu@gmail.com

○ 신청링크 : https://url.kr/QCWMRZ
※ 서포터즈는 헬프 데스트를 상시 운영

디지털 서포터즈

-

